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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어떤 대상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주관

과 심리가 이미지에 개입하는 과정과 그 특성을 연구하고,

인식된 이미지를 몇 가지 기법을 통해 시각적인 형상으로 구

체화하는 과정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대상이나 공간을 지각하고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대상

을 파악하는 반응을 한다. 그러나 사람의 인지 능력의 한계

와 불완전성 때문에 대상의 모든 요소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사람마다 대상을 인지하는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대상이라도 사람의 시·공간적 상황이

나 정서적 상황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주관화 과정이 이루

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을 인지하고 경험하여 그것을 주관화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바탕으로 행위자의 상상 속에서 대상의 의미를 확장시켜나가

는 것은 비록 현실은 아니더라도 의식 속에만 존재하는 특정

한 표상을 생성시키는 것이다.

본인은 작업을 할 때, 실제 경험한 장소 중 본인에게 특별

한 정서를 형성시키는 특정 공간을 선택하고 본인의 상상력

과 결부하여 그 공간의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본

작업의 소재가 되는 자연 공간은 현실의 어딘가에 존재하는

공간이지만 화면 속의 이미지는 주관적인 심리와 감정이 반

영되어 재구성된 공간이다. 그리고 이미지들은 몇 가지 조형

요소들로 인해 확장되는데, 이는 자의적인 색과 획이라는 요

소들과 함께 특정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즉, 특별한 정서를

형성시키는 특정 공간을 심리적 공간이라고 정하고 이것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조형적 구성을 위한 드로잉에서부터 대상을 재현(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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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는 표상화(represent)하는 과정을 통해 소재를 주관

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표현된 공간은 주관적 심리와

해석을 바탕으로 선택하여 시각화한 공간이다. 그리고 이 과

정에서 상상이 가미된 추상화가 이루어진다. 현실에 부재하

는 공간을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통한 재구성과 추상

의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결과

물을 유추하는 과정에서도 대상을 좀 더 자유롭게 감상하거

나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 즉,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감상의 자유와 다양성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표현상의 특징으로는 전통 동양화에서의 ‘획’을 감정 표현

의 수단으로 사용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미점준법의 응용

을 통해, ‘획’에 색채를 더하여 감정 표현의 효과를 보다 두

드러지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획’이란 서양에서 말하는 ‘선’

에 대응하는 것으로, 본인은 작품에서 동양예술의 ‘획’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다양한 획의 형태를 통해 함축적이고 효과

적으로 작가의 감정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는 세워진 계획에

의해 획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를 표현하는, 즉 본인

의 감정과 정서에 따라 획을 자유롭게 운용함으로써 내면과

무의식의 세계를 드러내고 작가의 자율성을 드러내는 수단으

로서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획의 활용은 사용된 색

들과 함께 또 다른 효과를 낸다. 본인이 사용한 획들의 중첩

은 미점 산수의 발묵법에서 응용한 것으로서 획의 중첩과 함

께 혼색의 효과를 드러낸다. 이는 본인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의 질료적 특성과 맞물려 종이나 안료와 함께 특정 효과

를 나타내며 자의적인 색 표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형표현의 과정은 예술이 화가의 내적 존재를 표

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주관성을 본인만의 회화 기법에

의해 드러냄으로써 형태상의 단순한 재현보다는 색채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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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성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정서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

은 상징적인 색조나 형태의 변형에 의한 표현방식으로 본인

의 정서나 감정을 주관화하여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며 대상

에 대한 본인만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데 적합한

기법이다. 경험한 자연 공간을 본인의 정서와 상상을 통해

심리적 공간으로서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며 이것을 시각화하

여 표현한 것에 대해 연구한 이번 논문을 통해서 본인의 작

업이 드러내는 공간의 의미와 그것을 이루는 표현적 측면의

의미를 알아보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인의 경험과 정서

가 조형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논문

에서 연구된 여러 개념들을 중심으로 작업을 정리함으로써

본인의 작업에 대한 의문과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주요어: 자연 풍경, 치유 공간, 마음 풍경, 선택적 구성, 심상

표현, 상상, 관념적 공간, 자의적인 색, 획, 색의 중첩, 구상과

비구상

학번: 2009-2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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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예술가가 사용하는 예술언어는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술가의 정서를 드러내고 이것은 그의 경험이나 환경을 반

영한다. 본인에게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것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려

지는 대상에 대해 본인의 정서나 감정을 담아 표현함으로써 그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전달하고자 함이다. 각각의 특정 대상은

보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본인은 ‘자연 공

간’을 대상으로 작업하였는데 어릴 적의 경험을 환기시켜주는 자연 속에

서 얻는 치유의 경험이 대상에 대한 무한한 상상의 가능성을 얻게 해 주

었고 이러한 본인의 감정이 조형요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될 때 특별

한 정서를 형성시켜주기 때문이다. 본인의 작업은 이러한 정서를 탐구하

는 과정과 그 경험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즉 직접 체험으로부터 얻은 주

관적인 인식을 내면의 감정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새로운 조형성을 추구

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 ‘자연 공간’이라는 대상이 개인의 경험

으로 인하여 어떤 특정한 정서를 형성시켰으며 그것이 작업을 통해 시각

화되는 과정에 대한 논리를 종합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자연공간은 여러 의미를 지닌다. 특히 현대인들은 자연

공간보다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활동을 하며 살아

간다. 이에 따라 자연공간은 사람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휴식처로서의 기

능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과 함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며 정서적인 휴식을 갖게 된다.

자연이라는 대상은 사람들에 따라 각각 다른 이미지로 전달된다. 어떤

이는 미지의 공간으로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떠올리기도 하고 끊임없는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서 신성하고도 신비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기

도 한다. 본인의 경우 휴식처로서의 자연공간을 떠올리며 내면을 향해

집중하고 성찰하게 해주는 특별한 공간을 떠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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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본인이 자연 이미지에 관심을 갖고 작업으로

발전시키게 된 것은 자연 공간에서 이루어진 치유의 경험이 대상에 대한

특정한 정서를 형성시켰기 때문이다.1) 산이나 바다와 같은 자연 공간에

서 홀로 산책을 하면 평소에는 집중하기 힘들었던 사색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며 본인의 감정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마음의 위안과 같은 것으로 일상에서는 쉽게

느끼기는 힘들지만 늘 갈구되어지는 정서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자연 장소는 이러한 내면의 소리에 좀 더 진지하고 편안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된다. 근심, 걱정과 같은 정신적 피

로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며 지쳐있던 심신을 좀 더 편안하

게 이완시키며 일상에서는 즐기기 힘들었던 본인만의 사색이 시작되는

공간이며 이러한 공간에서 본인만의 특별한 정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

리고 이 특정한 정서는 공간적 체험에서 얻은 주관적인 인식이 근거가

되어 여러 조형 요소를 매개로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구성하며 본인의

내적 감정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의 정서2)를 드러낸다.

본인은 2005년 대학 입학 이후로 지금까지 치유의 경험을 제공해준 숲

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휴식처의 느낌을 주는 자연공간으로서 표현하는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자연장소로 확대하여 본인이 경험한 공간에 대한

감정과 그 감정을 바탕으로 주관화된 공간이미지를 시각화하여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인은 일상에 지치거나 기분이 나쁠 때 산과 같은 자

연을 찾는데 자연 공간에 놓임으로써 심신이 안정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

1) 2006년에 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였다. 1년 후인 2007년 여름 캐나다 

여행 중 한 달 넘게 매일 아침 숲 속 산책을 했는데 이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되

찾았다. 이는 유년시절 아버지와 자주 등산했던 추억을 환기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자연 공간이 준 특별한 정서이다. 그리고 이 경험 이후로 약 2년 동안 매일 아침 집 

근처의 산에 올라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요즘에는 매일은 아니지만 종종 산을 찾거

나 도심에서 벗어난 자연공간을 찾았다.       

2) 이미지의 정서란 이미지에 드러난 감정을 말하거나 이미지를 통해 불러 일으키는 기

분이나 분위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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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경험을 통해 본인에게 자연이 안락, 휴식, 위안

의 공간으로 다가오며 이러한 의미의 자연공간을 시각화하려는 것이다.3)

이는 단순히 자연공간이라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과 정서 표현의 수단으로서 본인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주었던 대상이 본인으로 하여금 어떻게 주관화되어

표현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자연 공간을 접하면서 마음에 의해

인식되는 광경들이나 어떤 대상을 보는 과정에 개입되는 본인의 시각,

이런 시각이나 정서를 통해 바라보는 그 장소 특유의 분위기, 자연 공간

내부에서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생명의 움직임이나 활동, 일상과 떨어

진 자연공간이 주는 공간감, 평소에는 귀 기울지 않았던 풍경이나 생명

들을 의식하고 느끼면서 형성되는 내면 정서를 표현해 내고자 하였다.

자연이라는 대상을 접했을 때 형성되는 내면 정서는 단순히 일상 탈출에

서 오는 쾌감이나 안락함을 벗어나 그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경험과

사유를 통해 본인의 내부에 축적되어온 감정과 경험의 정서들이며 잊지

않고 늘 의식하고 싶은 개인적인 정서들이다.

따라서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자연 심상4)은 대상에 대한 정서와

감정을 바탕으로 표현된 자연 공간이 갖는 심상임과 동시에 자연 심상을

통해 표현된 정서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 과정을

통해 전통 산수화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고, 드러난 대상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연 공간이라는 대상에 대한 경험을 환기시킴으로써

개인적 의미의 이상향을 담아낸 주관적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내

면적인 정서를 통해 드러나는 자연 공간으로서 개인적 의미로 새롭게 표

현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3) , 『치유의 숲』, 지성사, 2005, p.203 

4) “어떤 대상에 대해 축적된 감정들을 가지고 이미지로 표현하며 대상을 본인의 작가

가 대상을 감각적으로 호소하기 위하여 묘사하는 은유적인 표현이며, 심리학적 용어

로는 심상(心像)이라고 한다. 이것은 원래 직접적인 외적 자극에 의하지 않고 의식에 

나타난 직관적인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며, 기억 심상이나 상상 심상 등이 이에 해당한

다. 그러나 점차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직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관념과 동일한 뜻

으로 비(非) 직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을 수반하는 내용이나, 주관의 평가가 들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상이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었다.”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23, 동아출판사, 1982,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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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심상을 통한 정서표현의 시각화’ 작업을 중심으로 본 논문을 서술

하기 위해 전체 구성을 ‘Ⅰ. 머리말’, ‘Ⅱ. 치유 공간으로서의 자연’, ‘Ⅲ.

자연 심상의 시각화’, ‘Ⅳ. 표현의 조형적 원리’, ‘Ⅴ. 맺음말’, 다섯 부분으

로 나누어 보았다.

제Ⅰ장에서는 소재를 선택하게 된 계기로서의 구체적인 개인의 경험을

언급하고 그것이 작업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간단히 밝힌 후 본

논문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제Ⅱ장에서는 자연관에 대한 서술을 한다. 먼저, 동양의 자연관에 대해

언급하여 현대인들에게 특히 의미가 있는 노자의 자연관을 논의한다. 그

리고 그림 속의 자연, 즉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에서 나타나는

자연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기술하며 치유공간으로서

의 자연과 연관지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한다. 마지막 3장에서는 작

업에 구현된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오늘날 자연이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한사람으로서 본인

의 작업에서는 어떠한 자연관을 드러내고자 하였는지 기술한다.

제Ⅲ장에서는 ‘자연 공간’이라는 대상에 대한 경험과 그를 통해 생성되

는 심리적 공간에 대해 언급하며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공간이 무엇인지

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그것이 어떻게 시각화되는지 언급한다.

제Ⅳ장에서는 표현의 조형적 원리를 살펴보는데 1절에서는 본 작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로잉과 선택된 구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조

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본다. 2절에서는 본인의 작업에 주로

쓰인 획 형식에 대해 작가의 자율적인 표현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고찰해

본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작업에 쓰인 색과 구성에 대해 언급하며 소재에

대해 주관화하는 과정이 몇 가지 조형요소와 함께 본인의 정서를 담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지 고찰해본다.

제Ⅴ장에서는 맺음말로서 본 논문의 내용과 의의를 정리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작업 과정에 대한 논리를 종합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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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초심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증명하는 것은 작업 논리를 객관적으로 구축하여 보편적인 이해

를 얻기 위함인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지속될 작업의 방향에 대

해 모색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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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치유 공간으로서의 자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매개로 바쁜 일상, 도시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상처 같은 것들을 위안 받고자 한다. 이는 크

고 작은 활동들을 통해 자연 가까이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노력들로 이루

어지는데 예를 들면 도시의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화단을 가꾼다거나,

여가시간이 생길 경우 야외로 나가 자연을 느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즉, 자연을 느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오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소

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을 가까이에 두고 따르

려는 인간의 모습은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고대의 사상적인 면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특히 도가사상 측면에서 오

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자연의 모습과 자연에서 얻는 치유

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그림을 통해서도 자연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동양의

자연관과 서양의 자연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

서는 자연공간이 사람들에게 치유의 공간으로서 다가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고대의 사상적인 측면, 그 중에서도 노자의 자연에 대해 언급하

며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현대인의 자연과 그 의미에 대해 논

의한다. 그리고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에서 나타나는 자연 경관

의 모습이 자연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술하겠다. 또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을 위한 자연은

무엇인지, 자연이 오늘날의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종합한다.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작업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자

연이 치유 공간으로서의 자연으로 구현되는 것에 대해 기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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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가의 자연과 개인 경험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정서적인 상처를 자

연을 통해 위안 받고자 한다. 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연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서 그 근거를 들 수 있다. 이렇게 자연을 늘

가까이에 두고 따르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

니라 예부터 사람들의 생활에서 추구되는 하나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

다. 이는 고대의 사상적인 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특히 도가 사상

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대인들이 자연에서 얻는 위안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고대 사상 중에서도 노자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명제인 무

위자연(無爲自然)은 사물이 변화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르는 것이

다.5) 즉, 무위자연은 자연의 법칙에 순응함으로써 저절로 성립되는 것이

고, 자연 법칙을 벗어나 자신의 목적을 애써 추구하지 않아도 일체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6) 그리고 장자는 이러한 무위자연의 노자사

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즉 인간들에게 무위인 것들이 최고 경지에

이르는 통로라고 하여 무위자연을 생활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였

다.7) 이에 근거해 볼 때 사람들은 만물 중에 하나의 자연물로서 물(物)

에 의하여 구속당하며 이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 물(物)에 의해 속박당하

지 않거나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道를 체득하고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가

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유와 전생피해(全生避害)는 자연물로서의 인

간은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물의 단계를 초절(超絶)하여 물물자

(物物者)인 道를 체득하고 道의 본성인 자연에 따름으로써 자유를 누리

고 전생피해 할 수 있다고 하였다.8) 이를 통해 장자는 인간의 목표가 결

5) , 『도가 사상의 연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1995, p.202

6) 지순임, 「무위자연의 미」, 『예술과 자연』, 도서출판 미술문화, 1997, p.199

7) 지순임, 앞의 글, pp.202-203

8) “周將處夫材與不材之間, 材與不材之間, 似之而非也, 姑未免乎累, 若夫乘道德而淨游, 

則不然. 無譽無訾, 一龍一蛇, 與時俱化, 而無肯專爲, 一上一下, 以和爲量, 爭遊乎萬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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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그 자체가 아니라 道를 체득하는 수양에 정진하

여 진인(眞人)·지인(至人)·천인(天人)이 되어 자연에 따름으로써 자유를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자가 말하는 지인(至人)의 삶이란

궁극적으로 자연의 원칙에 따르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장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스승으로 삼아야 할 인간

행위의 원칙인 것이다.9)

이러한 노장 사상에 비추어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자

연의 원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것에 이끌리거

나 속박되어 정신적인 여유가 없이 물(物)로부터 영향을 받는 생활을 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이 심해짐에 따라 자연을 더더욱 가

까이에서 느끼고 접함으로써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고 물(物)의 영향에

따라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 역시 도가의 자연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이 여러 가지 일들로 심신이 괴로웠

던 시절, 이에서 벗어나고자 자연 공간을 찾게 되었고 자연 속을 거닐며

접하게 되는 자연의 법칙, 즉 자연 속에서 움직이는 생명의 법칙을 인지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또한 본인 스스로

부정하고 싶어 했던 현실이나 생각들을 자연 법칙이 그러하듯이 자연스

럽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야할 과정이라고 깨닫는 순간, 이전에 지닌 번뇌

와 괴로움의 감저들을 떨쳐버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고대의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도가가 말한 자연원칙에 따르는 무위자

연의 삶을 추구 했듯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도 도가의 자연관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도가가 말한 무위자연, 즉 자연을 보며 자연 원칙대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에서 얻은 번뇌나 고통과 같은 스트레스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원칙과 같은 무위자연의 법에 따른 인

, 物物而不物于物, 則胡可得而累耶?” 王夫之, 『莊子解』, 卷 20, 「山木篇」, (香

淃: 中 書局, 1989), p.166을 통하여 알 수 있다.

9) 이강수, 앞의 책, pp.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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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추구함으로써 자연으로부터 위안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그림 속의 자연

일반적으로 자연경관을 소재로 한 회화양식 중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

권에서 발전되어온 그림들을 산수화(山水畵),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

해온 회화양식을 풍경화(風景畵, Landscape)10)라 부른다. 이 두 양식 모

두 자연경관을 소재로 삼고 있지만 양식의 발생 시기, 사상적 배경, 기법

등은 매우 다르다. 그러나 자연 경관을 소재로 하며 사람들이 가까이 두

고 즐기고 싶은 경관을 표현했다거나 이상화 된 모습을 표현한 경우에는

그 배경과 목적을 오늘날의 현대인이 추구하는 자연관과 연결 지어 생각

해볼 때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산수화와 풍경화의 차이에 대

해 언급하고 그림 속에 나타나는 자연의 의미, 특히 이 논문에서 본인이

초점을 맞춘 치유 공간으로서의 자연 공간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하도록 하겠다.

먼저, 산수화는 동양의 수묵(水墨) 혹은 채색(彩色)을 사용하여 자연의

형상과 성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연 경관을 묘사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표현된 자연 경물을 통해 작가의 사상이

나 정신을 드러내는 전통적 회화 양식이다. 그림 안에는 도가(道家)의 자

연주의(自然主義) 사상에서 비롯된 현학(玄學)사상과 공자(孔子, BC

552-BC 479)의 요산요수(樂山樂水)로 대표되는 유가(儒家)적 사상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11)

독립적인 장르로서의 본격적인 산수화는 인물화에 비해 매우 늦게 시

작되었는데 대략 4세기 초 중국의 진(晉)이 하북(河北) 낙양(洛陽)에서

강소(江蘇)와 남경(南京)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진(晉)의 현학자들과 문인

10) , 「전통 매체를 이용한 사실적 풍광표현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2008, 

p.5

11) 최영걸, 앞의 책, 2008,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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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남경지방의 수려(秀麗)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산수예술(山水藝

術)을 시작하고 전통적인 산수화 양식을 수립하여 동양 특유의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을 그 출발로 본다.12) 비록 인물화에 비해 발생 시기가

늦기는 하지만 중국 회화사에서 산수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

다. 이는 서양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이를 통해 동·서양의 자

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즉, 서양의 자연에 대한 지배

적인 생각은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며 자연을 지배하고 사용하는 주체라

는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면, 동양의 전통적인 자연관은 자연과

인간의 합일 또는 조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다.13)

동양인은 자연 전체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며 자연을 모든

생성 변화의 법칙이 되는 최고의 개념인 도(道)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사상을 가졌다. 그리고 동양인들의 사상적 근본의

주류인 유가(儒家)나 도가(道家)를 막론하고 인간이 자연을 벗어나서는

따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것으로 보았다.14)15) 또한 동양인들은

자연을 도(道)의 근본일 뿐 아니라 윤리 도덕 및 심미(審美)의 근원으로

보았다. 그래서 유가에서는 자연을 도덕관념의 최고 준칙으로 생각한 것

이고, 도가에서는 자연을 최고의 도(道)로 여긴 것이다.16)

동양에서는 산수화를 통해 산수 즉, 자연 그 자체를 만물의 기원 내지

는 영원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미(美)의 대상으로 추구 하였다. 동

양에서 말하는 자연이란 단순히 나무, 하늘, 산 등과 같은 것이 아니라

12) , 『동양화론』, (일지사, 1978), pp.112-113

13) 마순자, 『자연 풍경 그리고 인간: 서양 풍경화의 전통에 관한 연구』 (아카넷, 

2003), pp.55-56

14) “유가에서의 도(道)는 인륜도덕(人倫道德) 실천의 근본이며, 산수자연은 바로 이러

한 자연의 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자연의 도를 체득한 자를 성현(聖賢)이라 부른다.

따라서 산수는 어진 자(仁者)와 지혜로운 자(知者)의 덕을 가장 잘 상징하게 되는 것

이다. 따라서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며, 어질고 지혜로

운 자는 즐거움(樂)과 장수(壽)를 누린다고 하였다.” 박선규, 『산수화와 그 정신』, 

(신원출판사, 1998), pp.13-19

15) 도가에서는 자연 그 자체를 인간 정신의 근원으로 파악하였으며 산수의 참된 의미

를 즐기는 것은 도(道)를 탐구하는 것이다.

16) 지순임, 『산수화의 이해』, (일지사, 1991), pp.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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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며 우주 만물 일체의 존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으로 여겼다. 그래서 자연을 영원한

존재가치로서 숭배하고 조화(彫花), 합일(合一)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

였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과 더불어 생을 영위하고 자연을

통해 이해하는 섭리를 관조하면서 그에 맞추어 순응하고 따르려고 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산수화를 통해 담아내는데 산수화가 비록 그

림 속에서의 산수일 뿐이지만, 산수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와 철학을 이야기하는 회화 예술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서양은 ‘자연의 그림’ 혹은 ‘자연 풍경을 그린 그림’을 지칭하는

용어에서부터 동양과 구별된다. 동양의 산수화가 ‘산수’라는 용어에서 보

듯이 산과 물 그리고 세계와의 합일과 조화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반해

서양의 경우 ‘풍경’이라는 용어를 쓴다. 이는 인간이 개척한 자연으로서

의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자연(nature)와는 대비되는 개념의 풍경

(landscape)인 것이다. 즉, 인위적인 힘이 미치지 않은 야생이나 개발되

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를 자연이라고 하고, 인간이 가꾸고 개발한 ‘문화

적인 자연’이 풍경인 것이다.17) 서양에서 자연 풍경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나 역할이 특별하게 자각되면서부터이다. 풍경

화의 기원이 헬레니즘(Hellenism)과 고대 로마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고 할 수는 있지만 본격적인 풍경화의 발전은 르네상스에 시작되며,

풍경화가 주된 주제로 자리매김하는 시기는 이성(理性)의 시대인 17세기

가 되어서야 이루어진다. 고대 헬레니즘 문화와 기독교 사상이 영향을

미쳐 인간이 ‘자연의 사용자’라는 인간중심적 사고와 ‘신의 피조물(被造

物)’로서 자연의 지배와 관리에 대한 권한이 있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풍경화는 고전주의(古典主義)와 자연주의

(사실주의), 낭만주의(浪漫主義)로 대표되는 서양 문화사의 기본 조류(潮

流)에 따라 발전하게 된다.18)

17) , 앞의 책, pp.30-37

18) 마순자, 앞의 책,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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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는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그러나 두 장르 모두 그림이라는 시각 장르를 통해 자연이라는 대상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또한 탐구하고자 했던 자연이라는 대상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인간생활 가까이에 두기도 하였다. 산수화, 풍경화 각각의 것들

을 통해 자연을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그림으로 간직하며 일상생활에서

감상한 것이다. 이는 자연이라는 대상을 생활 가까이에 두고 자연이 인

간에게 주는 어떤 즐거움이나 혜택 같은 것을 즐기고 누리고자 했기 때

문이다. 예를 들면 멋진 산수의 모습이나 풍경을 집안에 걸어 두어 그림

으로 자연을 접하며 자연을 대했던 감흥을 다시 떠올린다거나, 자연 공

간속으로 떠날 수 없는 마음을 달래는 것이다. 또는 예쁜 꽃이나 꽃과

어우러진 생명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그 아름다운 모습을 포착하여

보고 즐기기 위한 시각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비록 시대, 기원 그리고 대상을 대하는 기본 태도나 사상은 다르지만 과

거에도 현재에도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 위안을 얻거나 혹은 자연을 어떤

이상공간으로 여기며 일상생활 속에 두고 즐기려 하였다는 것을 동양의

산수화나 서양의 풍경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3. 작업으로 표현된 자연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과 동떨어진 도시생활

이나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연이 주는 혜택이나 그 존재가치에 대해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

괴나 부작용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서서히 자연을

생명력 있는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환으

로 인간 중심적이었던 자연관을 가졌던 서양인들도 동양의 자연관에 대

한 고찰을 하고 그에 따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자연의 상태

로 돌아가기 위해 무작위적(無作爲的)이 되려고 노력하는 동양의 정신이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반성하는 것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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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사회가 세상의 중심이 된 세상에서는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

하거나 급격하게 파괴시키고 이것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이나

사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영향에 의해

상처를 받았지만 이후 자연에 대한 존재 가치를 깨닫고 잊고 있던 자연

의 가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특히 자연

이 주는 여러 혜택 중에서도 복잡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 혹은

현실을 벗어나는 이상향으로서의 공간, 그리고 안식처로서의 치유 공간

으로 자연을 보존하거나 찾는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작게는 생활공

간에 크고 작은 화초를 둔다거나 인위적으로 정원을 두어 공간을 꾸미

고, 크게는 적극적으로 산이나 강과 같은 자연 공간을 일부러 찾아가는

활동을 그 예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여러

혜택들 중에서도 안식과 치유의 공간으로서 자연이 주는 혜택이 사람들

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탈출구의 공간으로 산이나 바다

와 같은 자연 공간을 찾게 되는데 본인 역시 자연이 주는 위안이라는 혜

택을 누리기 이전에 괴로운 현실이나 마음의 상처를 잠시나마 잊고 싶은

생각에서, 즉 괴로운 감정의 번뇌를 잊고 안정된 정서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에서 자연을 찾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복

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한 현실 도피의 성격으

로도 볼 수 있는데 현실도피를 위한 탈출구로서 자연을 찾는 것은 오늘

날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자연의 한 기능이라

고 할 수 있다.20),21) 그리고 안식처로서의 자연 공간을 찾은 뒤 자연으

19) 외, 『인간과 자연』, (철학과 현실사, 1998), pp.155-156 인용

20) “魏·晉의 귀족(지식인)의 몸과 마음을 산수로 기울게 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조인호, 「산수를 통한 자아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

문, 2007, p.11인용.

21) “후한(後漢)이래 가혹한 정치적 박해로부터 벗어나고자 은둔(隱遁)이 시작되

었고, 남조(南朝)의 많은 지식인들은 시대의 혼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자

연으로 은둔 하였고 이 과정에서 산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그들

은 산수를 암울한 정서를 마음껏 풀어버리고, 유유자적하게 노니는 장소로 삼

기 시작하였다.” 박낙규, 이창환, 「자연과 예술- 동서양 예술철학의 비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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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얻는 위안의 과정을 통해 치유를 받게 된다. 이는 자연이 주는

특정한 기능 중 하나로서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더더욱 중요하게 요구

되어지며 현대인들 역시 그 중요성을 자각하여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최

대한 존중하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비록

예로부터 이어진 자연의 기능이라 하더라도 오늘 날의 현대인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고 요구되어지는 안식과 치유의 혜택을

자연으로부터 얻고 있는 것이다.

본인은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한 감정과 정서를 작업에 표현하고자 하

였다.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본인 역시 수많은 일들로 인해 스

트레스를 받거나 정서적인 안정을 빼앗긴 경험이 있으며 현재에도 크고

작은 일들로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간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자연 공간을 찾았을 때 경험했던 자유와 해

방의 감정,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안락과 치유의 감정이 특별한 경험을

형성시켰고 이를 통해 자연 공간을 소재로 작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는 자연 공간을 구성하는 많은 개체들 혹은 개체와 공간의 관계 등에

서 비롯된 것이다. 현실에서 벗어난 자연 공간에서 본인의 내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개체들을 눈에

담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각이 점차 확대되어 개체와 공간의 관계, 그리

고 그 공간이 주는 무한한 느낌 등에서 오는 총체적인 감정의 경험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안락한 공간으로서의 자연 공간 경험으로 이어

졌다. 예를 들면 작은 풀잎, 혹은 돌과 같은 개체물이나 잎이 무성한 나

뭇잎 사이로 보이는 무한한 공간이 주는 해방감을 시작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작업을 통해 자유와 해방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자

유와 해방의 감정에서 더 발전되어 재구성된 특정 이미지, 즉 주관적으

로 자유롭게 구성된 자연 공간의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자연이 주는 위

안의 경험을 시각화하는 것이다.

시도」, 『인간과 자연』, 철학과 현실사, 1998, p.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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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예술심리학에서는 현실 생활의 모든 것에서 벗어난 자유와

해방을 예술을 통해 추구하는 것을 遊와 樂의 경지라고 언급하며, 이 체

험은 바로 유·도가의 상호 작용과정에서 이루어진 심미적 경지라고 말한

다.22) 본인이 현실의 복잡함이나 감정의 번뇌를 벗어나 자연공간에서 경

험한 해방감이나 자유의 감정은 도가가 추구한 자유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연 공간에서 누리는 그 해방감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

하는 작업의 과정을 통해 한 번 더 표출하게 되는 자유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된 정서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이 겪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현대인에게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자연에

대한 정서와 심상을 표현하는 작업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인의 작업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자연관은 현대인들이 정신적

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자연 공간의 심상을 표현한 공간이거나 혹은 현

대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평온한 공간이거나, 자연의 심상이 담긴 이상

(理想)공간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동양의 ‘산수’와 서

양의 ‘풍경’의 개념을 고려했을 때, 본인의 작업이 동양의 ‘자연’, 즉 ‘산

수’의 개념으로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수에서 체

험한 개인적 감정의 경험을 자연을 통해 그 외적인 아름다움은 물론이고

산수와 나의 관계와 철학을 이야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표현된

방식이나 결과에 있어서는 본인에 의해 재구성된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

는 것으로서 가꾸어진 ‘풍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서양에서 말하는 풍경

개념의 전제가 되는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풍경과는 다르

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예전과 달리 자연에서 멀어졌으며 이런 환경

에서 야기되는 정서적 불안이나 스트레스 등과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

다. 이 문제들의 해소를 위해서는 현실의 공간에서 벗어나 평온한 상태

22) , 「물고기의 의인화를 통한 변형형상 표현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2010, p.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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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만을 위한 내적인 성찰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이러한 공간은 대표적으로

자연 속에서 형성될 수 있다. 즉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이상

공간을 자연에서 찾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자연 공간23)이

예로부터 낙원의 공간이며 현실을 벗어난 공간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오늘 날에도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와 정서적 메마름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대안의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자연공간을 현대인들을 위한 휴식과 위안을 얻는 공간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하였다. 본인이 표현한 공간을 통해 잊어버렸던 자연의 의미를 환기

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통해 마음의 위안과 여유를 되찾는 공간으

로서의 자연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23) 전통적 자연관에서 보자면, 자연이란 일종의 상징으로서 인간의 정신 혹

은 그 정신이 투영된 객관적 관련물이 회귀하는 곳이다. 유·도가 미학은 공동으로 동

아시아의 전통적 자연관을 조성했다 할 수 있으며, 그것을 구성하는 주된 내용은 ‘자

연풍경의 내심 세계로의 전화(轉化), 정경합일(情景合一)’이라 개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와 세계의 만남’엔 유가성과 탈유가성이 중첩적이면서도 이중적으로 교차

하고 있다. 자기억압과 해탈이 공존하는 이러한 양향적 태도는 동아시아 사유의 출발

점이며,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 예술정신의 밑바탕이라 말할 수 있다. 임태승, 앞의 

책,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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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연 심상의 시각화

자연 심상의 시각화란 객관적 대상인 자연 풍경을 본인의 주관적인 정

서를 바탕으로 조형요소를 통해 시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형요소로

시각화하기에 앞서 대상이 되는 자연 공간이 본인에게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인식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찰한

다. 이는 개인의 정서나 경험에 따라 같은 공간이라도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인데 특히 경험, 감정 그리고 상상을 통해 공간의 인식이 어떻게

주관화 되어 개인적 의미로 다가오는지 기술하겠다.

1. 주관적 자연 공간

1) 심리적 공간의 생성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고 이해한다. 이러한 경험은

순간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일어나서 체험된 장소의 의미가 중요하거나

특별하게 인식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일상의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

떤 공간의 한 장면에서 압도적이고 강렬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24) 그리

고 이러한 공간 체험은 개인적인 경험이며 개인적인 의미로서의 심리적

공간이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지극히 개인적

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동

시에 본인만의 개성 있는 작업을 위한 좋은 소재가 되기도 한다.

본인의 작업은 본인이 자연 공간에 놓였을 때의 형성된 감정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그 공간을 주기적으로 유랑하면서 시작된

24) 밀러Henr Miller는 이런 경험에 대해 기술한바 있다.. “내 눈은 갑자기 숨을 

멈추게 할 듯한 광경에 사로잡혔다. 비밀 감옥에 서서, 나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구역 가운데 하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광경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부드러우면서

도 도취적이어서 눈물이 나왔다.”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

주·심승희 역, 논형, 2005.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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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성찰과 이를 통해 얻어진 내면의 감정을 들여다본 과정으로부터 이

루어진 경험이다. 매일 부딪치는 현실의 공간들에서 벗어나 자연 공간에

놓여 있을 때 그 공간은 개인적 의미의 심리적 공간으로 다가온다. 이는

자연공간이 본인의 심상과 맞물려 환상의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

문이다. 또한 자연 공간이 평소에도 현실 공간과는 다른 어떤 특정한 정

서를 일으키는 공간이긴 하지만 공간에 대한 감정과 기억을 모티브로 마

음속에 그려지는 공간은 비일상적 풍경이며 새로운 공간 이미지로 표현

되는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이다. 랭거(S.K Langer)는 그의 글에서 다음

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순수한 시각적인 공간은 하나의 환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감각 경험

들은 그것들이 보고해 주는 것으로는 이 시각적인 공간에 부합하지 않

기 때문이다. 거울의 표현이나 배후의 공간처럼 그것은 물리학자들이 가

상적 공간이라고 부르는, 만져볼 수 없는 이미지인 것이다.25)

이것은 경험, 그리고 본인이 어떤 공간에 놓여 있을 때 느끼고 그것으

로 인해 형성된 정서를 바탕으로 다시 새롭게 인식하는 직관과 상상의

자연 공간이 형성되는 근거가 되며 이는 공간성, 순차적 시간성 그리고

현실성 등이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

하는 것은 자연을 통한 심리묘사와도 같다. 대상에 대해 주관화된 감정

을 바탕으로 그것을 조형적인 요소로 시각화하는 것을 뜻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인의 작업은 감정의 세계가 개별화된 양상으로 표출된 현

상으로서 대상에 대한 본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떤 공간의 생성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작업 소재로 선택하는 자연 풍경 속에서 어떤 특징이 존재 할 것이다.

셀링(F.WJ Schelling, 1775~1854)은 "자연은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존

재자를 생성하고 성장하게 하며 지배하는 근원적 현실이다."라고 말한

다.26) 이는 자연이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생성을 도와주면서도

25) S.K. Langer, Philosophy in a New Key, 1948, . (김용정, 제3의 철학, (서

울, 사사연, 1998), 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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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적 작용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인에게 있어서 자연은 작품

을 위한 소재이면서도 감성적으로 영향을 미친 대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작업을 통해 자연 공간이라는 대상이 정서와 심리를 반영하는 공간으로

형성이 되고 작업을 통해 미적 공간27)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세잔(Paul Cezanne, 1839~1905)은 “풍경은 내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

유하는 것이며, 그리고 내 자신은 풍경의 의식이다”라고 하였다.28) 즉 풍

경은 의식에 의해서 재구성되고, 자신의 의식을 대상으로 한다는 면에서

인간의 정서를 바탕으로 그려나간다는 것이다.

본인은 개인적 시각에서 바라본 풍경을 심리적 기제를 통해 분석하고

해석한다. 즉 본인이 표현하는 풍경이 밝은 분위기로 나타나거나 어두운

분위기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정서를 드러내고 본인이 자연공

간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심리적인 공간으로 시각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심리가 풍경을 통해 드러나고 이는 드러난 풍경의 내면이

자 성격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풍경은 개

인적인 심리와 감정이 드러나는 주정주의적인 풍경이 된다. 그리고 이것

은 본인의 정서를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심리적인 공간인 것이다.

이에 따라 심리적 공간이란 것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본

인의 정서나 감정을 통해 생성된 특별한 공간을 말한다. 즉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이더라도 개인의 정서나 경험 등 개인의 인식에 따라서 생성된

의식적인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공간의 생성은 인간의 이성

적 지각과 감성적 지각을 모두 포함하며, 경험의 주체인 자아가 경험의

대상인 공간과 만났을 때 느끼게 되는 감각적 경험과 심리적이고 무의식

적인 경험을 통합하는 총체적인 의식과 경험을 말한다.29)

26) , "셀링의 자연개념", 『인간과 자연』, (서울:서광사, 1995), pp.125~126

27) "예술에 있어서 미적 공간은 과학적 공간의 추상적 기하개념에 비해 구체적이다. '

미적 공간은 참된 「삶의 공간」이다. 그것은 순수 사유의 도움을 받아 구성되는 이

론적 공간과는 달리 순수정서와 상상력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다.'는 카시러의 이론대

로 예술에 있어서의 공간은 강력한 표현적 가치로 채워지며, 생기를 띌 수 있다. 따

라서, 공간과 시간의 특이성을 결정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볼 수 있다. (Y.바진. 

『현대 예술철학의 흐름』, 오병남.윤자정 공역, 서울:예전사, 1996, pp215~216참

조.)

28) E.베르나르, 『세잔느의 회상』, 서울:열화당, 1979,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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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성된 심리적 공간은 대상에 대한 인상이나 본인의 상상을 통

해 지극히 주관적인 공간으로 재구성 되고 조형 요소들로 시각화하여 표

현된다. 그리고 심리적 공간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표현되는 인상이나 본

인의 상상을 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근거를 사르트르(Jean

Parul Sartre)의 언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그의 책(L'imaginaire)

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 하였다.

1. 모든 지각은 정서적 반응을 동반한다.

2. 모든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감정이다. 즉 그것은 자신의 대상을

일정한 방식으로 겨냥하며 그 대상에 일정한 성질을 투사한다. 피에르-

본문의 예-에 대해 호감을 느끼는 것은 피에르의 대한 의식을 호의적으

로 갖는 것이다.30)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지각한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지

식이나 사실과 더불어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나 감정이 개입됨으로 인해

개인적이고 가변적인 성질을 지닐 수밖에 없다.’31)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리적 공간의 생성이란 자연 공간에 본인이 놓여 있을 때 본

인의 주관적인 심리나 감정을 기반으로 생성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공

간으로 본인의 내적 의식 세계에서 상상을 바탕으로 형성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2) 공간 경험의 개인적 의미

경험 풍경이란 본인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느낀 자연 공간을 말한다.

29) , 「경험을 통한 사유공간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2008, p.10 인용.

30) Jean Paul Sartre, 『사르트르의 상상계』, 윤정임 역, 기파랑, 2010, p.67

31) 18세기, 조너선 리처드슨(Jonathan Richard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무도 있

는 그대로의 사물을 보는 사람은 없으며, 따라서 그 사물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확

언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E.H. Gombrich. 『예술과 환영-회화적 재현의 심리학적 

연구』, 차미례 역, 열화당, 2003, p.3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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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든 바다든 본인이 직접 그 곳을 유랑하면서 느낀 감정,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연 공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움직임들에 대

한 교감 등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감정의 체험들로 특정한 정

서를 얻었을 때의 경험이다. 그리고 이것을 작업의 소재로 출발하였다.

공간은 사물과 사물간의 상관관계에 의해 인식되며, 사물은 다시 인간

에 대해 정신적 영향을 발생시킨다. 공간은 그저 비어 있는 단순한 공허

이거나 무제한적인 용기가 아니며,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존재를 전제

로 하여 성립되고 이러한 사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공간에 대한 인식의

틀이 형성된다. 따라서 인간이 느끼는 공간적 체험이란 자신이 놓인 상

황과 실존적 공간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32) 본

인이 어떤 공간에 놓여 있을 때 그 공간 안에서 특별한 정서가 형성되고

이것이 내적이고 주관적인 의미의 공간으로 다가 왔을 때 공간 체험이

성립된다. 예술 작품은 감정의 세계가 형식에 의해서 구체적이고 개별화

된 양상으로 표출된 현상이다. 즉, 자신의 내면적 본질이 외적으로 드러

나면서 형성되는 것인데 이 내면적 본질을 인식한 곳이 본인에게는 자연

공간인 것이다.

또한 공간은 “虛空(허공), 빈 곳, 무(無), 사이, 사건과 일상, 익숙한 다

양함의 부재, 소음, 이름, 의무와 책임의 부재. 건물 안, 중정 안, 정원 속

의 공허함은 자아와 감정의 흐름, 상상력을 위한 명상의 무대가 된다. 기

억을 자극하고, 형상, 소망, 이념을 만들어내는 장소, 자아가 집중되는

곳.”33)으로서 어느 공간에 인간이 놓여 있을 때 모든 이에게 똑같은 공

간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사물간의 상관관계, 즉 공간과 공

간에 놓인 사물들, 그리고 그 공간에 속해 있는 인간의 정서나 상황에

따라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각기 다른 공간적 체험을 하는 것이다. 본인

이 자연 공간 안에 놓여 있을 때 인식하는 공간은 어떤 사물들 간의 상

관관계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밀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 본인의 감정이나

32) ,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1. p.17인용.

33) Wolfgang Meisenheimer, 『공간의 안무』, 김정근 역, 동녘, 2007, p.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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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에 근거하여 인식하는 전체적인 공간이 되기도 한다. 나무나 풀 같

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개체가 될 수도 있지만 당시 자연공간에서 본인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그 공간의 공기나 어떤 생명체의 소리와 같은 무형물

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같은 공간에 처해 있

더라도 그 공간에 놓였을 때 본인의 정서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

에 때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체험으로 연결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러한 공간적 체험은 여러 개체 요소들과 함께 그 공간이 무한하게 느껴

지는 경험으로 이루어졌고 그 무한적으로 느껴지는 공간을 본인의 정서

와 감흥을 바탕으로 표현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 예로 2008년 졸업 작품

들을 들 수가 있다.〔참고도판 1〕

본인이 이러한 작업을 시작했던 초기에는 무한한 공간적 체험을 나타

내기 위해 개체 사이의 공간에 무정형의 형태를 넣고 다양한 색채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공간의 경험을 표현하였다. 본인은 다양한 색을 사용함

으로써 경험한 정서를 드러내고자 하였는데 이것은 색이라는 조형 요소

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여 경험의 주관성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색깔은

자연이 지니고 있는 무늬인 동시에 인간의 내면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는

상징적 도구다.34) 따라서 본인이 표현한 색채들은 자연공간 속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색이면서도 본인이 자연공간 속에 놓였을 때 일

어났던 정서를 바탕으로 상상을 통해 인식하거나 경험한 정서가 담긴 주

관적인 색을 함께 표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 공간에 있는

동안 느낄 수 있는 공간적 체험의 감흥들을 무정형의 형태로 표현한 것

이다.

이것은 상상하는 과정을 통해 자의식의 내적인 힘을 드러내며 상상된

이미지를 통해 기존의 이미지를 역동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나타난

다.35) 그리고 이러한 공간체험으로부터 색채와 구성을 통해 새로운 자연

34) , 『그림의 숲-동아시아와 서양의 회화예술 산책』. 서정시학. 2012, p.421 

35) “울긋불긋하게 그리고 현란하게 그려진 고흐의 그림들에서 우리는 화가의 마음 상

태를 읽을 수 있고, 동시에 작품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늘이 푸르기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 노랗게 보일수도 있다…또한 색채에는 파동도 

있다. 죽어 있는 색이 아니라 색의 무늬는 여러 가지 형태로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감정의 파동이다. 색채의 무늬가 보여주고 있는 파동은 다름 아닌 인간 감정의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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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참고도판 1〕take a reste, 260x162cm, 장지위에 혼합재료, 20081.

.” (황봉구, 『그림의 숲-동아시아와 서양의 회화예술 산책』. 서정시학. 2012. 

p.421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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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상의 표출

본인은 자연 이미지를 추구하면서도 본인이 경험하고 내부적으로 축적

시킨 추상적인 감정을 조형요소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런

감정표현의 과정을 통해 주관적인 색을 표현하며 이는 작업에서 있는 그

대로의 사실(事實) 묘사가 아닌 비구상 형태로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본

인의 내면 감정을 시각화하였다.

역사철학자 로빈 콜링우드(Robin G. Collingwood, 1889-1943)에 따르

면 감정의 표출은 어떤 대상을 의식해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예술가가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을 의식하고 있지만 그 감

정이 무엇인지는 의식하고 있지 않다 … 표현된 감정은 그 것을 느끼는

사람이 그 본성에 대해 더 이상 무지한 상태로 있지 않은 감정이다 …

감정의 표현은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이해하

게 만드는 자기 자신의 감정들에 대한 탐험이다.36)

이와 같이 심상표출은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식하거나 자각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의

식의 한 기능으로 작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이

표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관념의 소유자로서 자신을 의식 한다37)고 보

았을 때, 심상이라는 내면세계의 표출은 본질적인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

게 무작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무작위란 예술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무법칙적 또는 무형식(aform)이라는 추상미술의 범주로 정의되

는데38) 무작위적 표현에서 심상은 인간의 이성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과거의 추억이나, 연상되는 내용, 취향으로 설명되는 개인적 선호 등의

정서로 표출39)됨을 뜻한다. 본인은 자연공간에 있을 때 현실과 단절되어

36) , 『중국철학의 인간학적 이해』, 정인재 역, 민지사, 1986, p.131

37) 진입부, 앞의 책, p.296

38) 윤현섭, 『예술심리학』, 을유문화사, 1995, p.161

39) 이재훈, 「심상에 의한 건축공간구성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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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찰하며 사유하는 과정을 통해 대상을 보는 과정에서 마음에 의

해 인식되는 여러 광경들을 보게 된다. 그것은 단순히 대상을 있는 그대

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정서, 자연 공간 내

부에서 끊임없이 소생하는 생명들의 움직임 등 감각 기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축적시키고 이로 인해 형성되는 본인만의 정서를 바

탕으로 새롭게 보이는 광경들이다. 그리고 이 내면의 광경을 창작 작업

으로 표현함으로써 정신적인 자유를 느낄 수 있는데 본인은 이러한 과정

역시 대상에서 경험했던 치유의 경험이 완성되는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

한다.40)

본인의 작업이 전통적 의미의 산수화를 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병

(宗炳, 375-443)의 『화산수서(畵山水序)』에서 산수화에 대해 언급한 부

분 중 ‘정신’이나 ‘감정’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성인은 도를 머금고 사물에 반응하며, 현자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사물

의 형상을 음미한다. 산수화의 경우는 질료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으로

인도한다. … 성인은 정신으로 도를 본받고 현자는 산수에 의지하여 도

에 이른다. 산수는 형태로서 도를 아름답게 하여 어진 사람이 이것을 즐

긴다. … 그림을 펼쳐놓고 조용히 마주하고 앉아서 천지 끝까지 궁구하

니, 내가 다시 무엇을 하겠느냐. 정신을 자유롭게 할 뿐이다. 정신이 자

유롭게 되는 것보다 무엇이 앞서겠느냐.41)

여기서 산수화가는 작가의 특정한 주관이나 감정에서 출발하여 자연과

접촉하고, 주관과 결합이 된 자연미를 탐색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다고 보고 있다. 화가는 사물을 빌려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그림

, 1990, p.46

40) 사람들은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감정의 표출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얻고 

정신적으로 더 자유로워진다.

41) 宗炳, 『畵山水序』, “聖人含道映物, 賢者澄 味像 至於山水質而有趣靈。… 夫聖人

以神法道, 而賢者通山水, 以形媚道, 而仁者樂, 不亦幾乎? … 披圖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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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를 실현하고, 정신의 자유(暢神)라는 목

적에 도달할 수 있다. 정신을 가장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산수화의 창작

인 것이다.42) 이것은 산수화에서 ‘정신’이나 ‘감정’을 강조한 것으로서 ‘마

음에서 형성되는’ 단계를 거쳐 단순히 자연을 복제하여 그리는 것, 즉 현

실 모습 그대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이

마음에서 형성되는 것(丘壑內營)’에서 ‘마음(丙)’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감정과 경치의 합일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마음’은 작업 형

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그림의 구성에 영향을 끼지

는 것이다.43) 이와 같이 본인에게도 자연 공간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정서를 환기시키는 감상적, 사의적

공간이 된다. 그리고 이 공간의 모습을 본인의 정서를 담아 표현함으로

써 사실적인 자연공간의 모습을 재현하기보다는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 과정을

통해 자연 공간이라는 객관적인 대상과 본인의 감정이라는 주관적 요소

가 결합하기 때문에 객관과 주관의 합일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주관

과 객관의 합일이란 자연미를 드러내면서도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

한 것으로 어떤 법칙에 의해 얽매이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창작44)을 말

하는 것이고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의 자율성은 감정을 표출하여 주관적

42) , 『중국회화이론』 , 학고재, 2001, p.94

43) “여기서의 ‘마음’은 객관을 주관에 통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경’의 유무

는 산수화 형성의 기준을 나타내며 그림의 구성과 필묵 및 양식에 영향을 끼쳤다.” 

(오려보, 위의 책, pp.107-108)

44) 자유정신에 입각한 창조는 청대의 석도(石濤, 1642-1708) 『고과화상화어록(苦瓜

和尙畵語錄)』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山川章 第八」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

이 있다. “此予五十年前未脫胎於山川也, 亦非糟粕其山川, 而使山川自私也. 山川使予代

山川而言也, 山川脫胎於予也, 予脫胎於山川也. 搜盡奇峯打草稿也. 山川與予神遇而跡化

也, 所以終歸之於大滌也.” 여기서 석도는 50년 전에는 산천의 형상과 정신을 보여 줄 

수 있었을 뿐 아직 물아교융(物我交融)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50년 후에는 물

아가 혼연일체를 이룬 주관과 객관이 통일된 경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즉 창작에 있어서 자유롭게 그리고 전형적 자연미를 재현하는 동시에 충분히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의 예술이 성숙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석

도는 산수화에 도가의 사상을 근거로 일획(一劃)의 법칙을 도출하였는데 법칙에 얽매

이지 않는 자유정신에 입각한 창조를 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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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서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 미술사에서도 대상의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화가의 감정 표현을

미학의 일차적 목표로 삼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1차 대전 전후의 독일표

현주의미술과 1970년대 후반의 신표현주의 미술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표현주의자들은 재현보다는 형태와 색채를 왜곡시켜 강렬한 내면의 감정

을 회화적인 작업으로 나타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즉, 표현주의는 현실

가운데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주관적인 시점으

로 밝혀내는 미술사조라 할 수 있다.45) 그들은 신화나 전설 등의 서사적

인 주제나 문학적 내용들을 그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작가자신

의 고유한 방식으로 표현했는데46) 이것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자연물

이든 인간의 형상이든 모두 작가의 정신세계나 주제의식을 통해 드러내

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이입’의 과정은 본인이 자연공간을 다루는 조형

방식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주의 미술이 이성에 반

대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내용 위주의 문학성을 강조함으로써, 감정과 이

념을 표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조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반면 본인

의 작업은 개인적이고 내면적으로 형성된 주관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대

상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며 어떤 내용이나 정신성에 근거한다기보다는

그려지는 대상에 대한 개인적인 정서나 감정을 시각화하여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조형 결과를 이끌어 내는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45) , 「인간형상을 통한 주관적 표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1997, p.12

46) 정영목, 「독일표현주의와 신표현주의에 나타난 정통성과 시대정신」,『서양미술사

학회 논문집』, p.13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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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표현의 조형적 요소

개인적인 경험과 정서가 시각화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

형적 요소가 필요하다. 본인의 작업에서는 특히 드로잉과 획, 그리고 색

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자연심상이 시각화되었다. 드로잉에서는 선택적

드로잉이라는 과정을 통해 함축된 표현으로 상상의 가능성과 표현의 가

능성을 염두하였다. 그리고 감정표현의 수단으로 ‘획’을 사용하였는데 이

는 서양의 ‘선’과 구분되는 요소로서 함축적이면서도 특별한 의미를 담아

표현된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색’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색 즉, 주

관적인 색 표현을 통해 본인의 정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며 ‘획’과 ‘색’의

요소는 특별한 표현기법을 통해 작업에 깊이감을 더하려고 하였다. 마지

막으로 구성에 있어서는 구상과 비구상의 중간 형식으로 나타난 이미지

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본다.

1. 소재의 주관화

1) 선택적 드로잉47)

어떤 대상을 그림이라는 2차원의 공간에 표현할 때 그 대상이 자연 그

자체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관점에 의하여 다르게 표현된다.

똑같은 대상을 바라볼지라도 개인에 따라, 각자의 관심에 따라 다른 각

도에서 보게 되는 주관적 성격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나무라는 대상을

볼 때 가구 디자이너는 나무의 효용성에 대해 파악을 할 것이고 식물학

자는 나무의 생태에 대해 파악을 할 것이다. 선택적 드로잉이란 본 작업

구상전의 드로잉으로서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드로잉이 아니

라 본인 작업의 구성을 위한 대상의 일부만을 상징적으로 간략하게 함축

47)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사실적인 재현이 아니라 본인에 의해 선택되어진 공

간의 부분을 선별하여 드로잉 하는 것. 과장이 되거나 축소되어 표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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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미지로 표현한 드로잉48)이다. 본인은 작업에 필요한 자연공간을 바

라볼 때에 그것의 조형적 가능성에 대해 염두하여 바라본다. 자연 공간

이라는 대상을 파악할 때 현실에서 벗어난 공간, 상쾌한 기분을 주는 공

간 등 단순히 일상탈출을 위한 공간으로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인 감흥을 일으킴과 동시에 주관적 표현을 위한 조형적 가능성을 고려하

는 것이다. 또한 본인의 상상이라는 요소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드러낸다.

이는 상상의 시각적 표현으로서 본인의 작업이 정서와 상상을 바탕으로

구현됨을 고려할 때 드로잉 과정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초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드로잉 과정에서 본인의 상상이라

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상이라는 사유의 과정에 대해 사르트르는 “상상의 세계는 부재로서

존재하는 세계” 라고 하였다.49) 이는 상상되는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즉, 존재하는 대상을 재현

(present)을 목적으로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상상하여 표상화(represent) 시키며, 이것은 이미지의 자유로운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50) 따라서 본인의 상상을 선택적 드로잉 과정을 통해 표

상화하며 이렇게 드러난 대상은 실제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각화

표현이 가능하게 한다. 이는 “상상계(imaginary)” 속에서의 서술 방법은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기 때문이다.51)

48) 대상에 대해 명시적으로 드러나도록 그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성

질이나 개념이 내포되어 표현되는 드로잉.

49) Jean Paul Sartre, 앞의 책(주41), p. 367

50) 김지선, 「장식적 선묘를 통한 심리적 공간 표현에 관한 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몬, 2012, p.10에서 인용

51) 상상계: 자크라캉(J.Lacan)의 정신분석 용어. 라캉은 지그문트 프로이트(S.Freud)가 

인간의 정신을 이드, 자아, 초자아 등 정신 내면의 구조로 나누어서 보았던 것과 달

리, 인간의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으로 인해 나뉘는 것으로 보

았다. 라캉은 바깥으로 펼쳐지는 인간의 정신계를 상상계, 실재계, 상징계로 나누었는

데, 상상계는 환상이나 상상 등이 작용하는 세계이고, 실재계는 실재하는 것들이 작

용하는 세계이며, 상징계는 언어나 문화 등의 상징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그런데 상

상계는 인간의 상상력이 펼쳐져서 만드는 모든 세계이면서, 동시에 정신병 환자들이 

꿈꾸고, 증상을 나타내는 세계리기도 하다. Antoine Vergote, 『죄의식과 욕망-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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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 2〕 〔참고도판 3〕

이에 따라 본인은 선택적 드로잉을 통해 본인의 상상을 서술함과 동시에

작업의 계획서가 되는 본인의 드로잉이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며 본 작

업으로 구현되기 위함이다. 이는 한 장의 드로잉으로도 다양한 작업 결

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선택적 드로잉의 과정을 보면 본인이 어떻게 자연공간이라는 대상을

선택적으로 드로잉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작업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선택적 드로잉의 모색 과정에

서 하나의 대상으로도 다양한 드로잉이 나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우선, 본인은 정서적인 감흥을 일으키는 자연 공간을 탐색한 후

그 공간의 모습을 시각 이미지로 남기기 위해 직접 드로잉 하거나 사진

으로 담는다. 직접 드로잉 할 경우 이미 그 순간에 조형적 가능성이 있

는 부분을 선별하여 주관적인 느낌을 바탕으로 선별적으로 드로잉 한다.

〔표1〕

〔표1〕

〔참고도판2〕 어떤 곳, 29.7x21.0cm, 종이 위에 연필, 2010

〔참고도판3〕 어떤 곳, 29.7x21.0cm, 종이 위에 연필, 2010

이 경우 본인 작업의 밑그림이 되기 위한 드로잉이므로 드로잉 안의

연필 선을 통해 공간을 묘사하고 연필선의 동세를 통해 본인의 감정을

담아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드로잉 과정을 통해 본인의 정서가 1차적

히스테리의 근원』, 김성민 역, 학지사, 2009, p.7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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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4〕

〔참고도판5〕 〔참고도판6〕

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드로잉이 본인의 감성적인 면이나

내적감정의 발산, 순간의 기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대

상에 대한 본인의 정서나 감정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적

인 체험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정서가 주관적 이미지로 구체화되는 과정

이다. 본 작업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선, 색 등과 같은 여러 조형 요소로

전이되어 표현되지만 드로잉 과정에 있어서는 연필이라는 재료만을 가지

고 선이 주는 느낌을 다양화하여 감정을 담아 표현한다. 드로잉에서 드

러나는 선이 본 작업에서는 감정 표현 수단으로서 획의 개념으로 나타는

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장 1절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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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의 드로잉보다

많은 선들이 생략되었지만

선과 색의 형상을

통해 자연 공간이라는

암시를 준다.

〔참고도판4〕 어떤 곳, 84.1x59.4cm, 종이 위에 색연필, 2013

〔참고도판5〕 어떤 곳, 84.1x59.4cm, 종이 위에 연필, 2013

〔참고도판6〕 어떤 곳, 84.1x59.4cm, 종이 위에 연필, 2013

2) 구도의 선택

구도의 선택은 본인의 드로잉을 바탕으로 본 작업에 앞서 드로잉한 구

도의 일부분만을 편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인의 작업이 사실적인

재현이 아니라 자연 공간의 심상을 드러내어 대상에 대한 본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자연 심상이라는 것을 유추가능하게 하면서도 드러난

이미지를 바탕으로 보는 이의 상상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도로서 함축적

드로잉으로 재구성 하는 것이다. 작업구상을 위한 드로잉을 시작하는 단

계에서 이미 주관화 된 구성이 나오지만 그것이 너무 설명적으로 되었을

경우 다시 한 번 고민하여 전체이미지에서 일부만을 차용하고 선이나 색

과 같은 조형 요소로 간략히 표현된다.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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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간략히 표현된 이미지는 자연 공간이라는 것을 암시 가능할 정

도의 형상으로 드러나며 색을 통해서 대상의 심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도를 재구성하고 그것을 간략화하여 나타내는 것은 보

는 사람의 관점에서 특정 대상이 사실적인 이미지를 통해 유추되거나 전

달되는 심상과는 달리 자연공간이 주는 무한한 느낌이나 대상에 대한 작

가의 주관적인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본인은 주관화된 색채를 표현함으로서 대상의 정서를 전하는데 이는

복잡한 구도보다는 단순한 구도에 배치되었을 때 색채의 역할이 더 효과

적으로 드러나면서도 간략히 표현된 구도를 살리기 때문이다. 구체적이

고 설명적인 이미지가 강조될 경우 구도나 표현된 색보다는 드러난 이미

지에 더 집중되기 때문이다.

〔참고도판7〕어떤 곳, 29.7x21.0cm, 종이 위에 혼합재료, 2011

이는 〔참고도판2〕와 〔참고도판7〕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참고도판2〕를 바탕으로 본 작업을 위해 재구성했을 때는 설명적인 선

들은 과감히 생략하고 색이라는 조형요소를 살려 표현하였다. 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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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8〕 〔참고도판9〕

많은 선들이 전하는 설명적인 요소는 없어지고 대신 색이 전하는 느낌으

로 인해 전체적인 이미지의 정서가 더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구도의 선택 과정을 보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1차 드로잉 한 후 그 드로잉을 바탕으로 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치

는데 설명적인 선들을 일부 생략한 뒤 몇 가지 선들만 남기는 것이다.

〔참고도판8〕〔참고도판9〕

이렇게 선택적으로 구성된 구도는 본인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조형화하

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상자의 능동적인 감상행위52)를 촉구하

는 효과도 이끌어 낸다고 생각한다.

〔참고도판8〕 어떤 곳, 84.1x59.4cm, 종이 위에 연필, 2013

〔참고도판9〕 어떤 곳, 84.1x59.4cm, 종이 위에 연필, 2013

52) 능동적 감상행위는 서양의 풍경화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양

의 산수화가 단순히 풍경을 화복에 담아내는 그림이 아니라 작가의 기억이나 이상향

을 표현한 관념 산수화나, 실제의 풍경을 보고 그리는 실경 산수화든 재현된 산수화 

속을 거닐면서 노닌다는 동양 산수화의 미학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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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상 표현의 요소

1) 자율적 감정표현

미술에서의 선은 방향이나 운동감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선

의 다양한 형태에 의해 운동감의 에너지나 대상에 대한 감정의 에너지를

표현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선’은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지는 하나의 행동 표현적 흔적이다.53)

서양에서 말하는 회화의 기본 조형 요소인 ‘선’에 대응하여 동양 예술

에서는 ‘획’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반복적

형태의 형상들을 동양예술의 ‘획’이라는 개념에 대입할 수 있다. 이는 본

인의 작품에서 드러난 ‘획’의 요소가 대상의 형태를 나타냄과 동시에 조

형적인 원리로서 화면에 공간을 형성하며 본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수단

으로 자리하고 있다.

화면에서 드러나는 획의 형태는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이는 획이 화

면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드러나기 때문인데 획 하나만으로도 대상의 방

향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혹은 대상에 대한 정서의 깊이나 감정을 가시적

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때 획으로 드러나는 선은 특정 대상의 형태

를 그려내는 한정적 의미의 윤곽선이 아니라 대상의 운동이나 작가의 감

정이 들어간 함축적이면서도 압축된 특별한 획인 것이다.

다시 말해, 본인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획은 작업에 대한 단서이며 작

가의 표현의지가 담긴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획의 상징성으로 대변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회화의 기원에 대한 동양 고대의 논의들에

서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석도의 『苦瓜和尙畵語錄』을 보면 획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53) , 박남희, 『조형적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6, p.25



- 36 -

양 개체성과 보편성의 조화가 아직 자각되지 않은 때는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이 아직 자각되지 않은 상태이며, 혼돈이 아직 흩어지지 않은 상태

이다. 혼돈이 일단 흩어진 그 다음에 법이 정립된다. 이법은 무엇을 근거

로 하여 세워지는가? 마음을 드러내는 일획으로부터 비롯된다. 일획이라

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의 근본이며 모든 유형의 근원이다. 그 작용은 자

연의 조화에서 나타나며 모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만 세상 사

람들은 그것이, 이 마음의 작용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획의 법이

야말로 나 즉 양지를 지니고 있는 개체에 의해 정립되는 것이며 일획의

법을 정립하는 사람은 생각건대 모법에서 유법의 세계를 정립하고 이 일

획의 법칙으로 모든 법칙을 일관하게 하는 것이다.54)

석도는 ‘일획’에서 시작과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획의 쓰임에

의해 생겨나는 개성이나 조화는 모두 일획에서 비롯되며 이 ‘일획’이라는

것은 우주를 벗어난 모든 것까지도 수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석도가 말

한 획은 회화에서 언급하는 부분적인 조형요소로서의 선이 아니라 획 자

체만으로 본질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석도에 의하면 일

획이라는 것은 작가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작가의

의식이 명료하다는 것을 전제로 객관적인 대상과 주관적 느낌을 하나로

융합하여 일획을 통해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명료한 의식을 전

제로 하면서도 ‘무법’으로서 일획의 법을 내세우기 때문에 대상과의 관계

가 특정한 개념이나 언어와 같은 논리적 의식 위에서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대상이 있은 연후에 작용이 있다는 식의 전후관계 내지

인과관계가 아니라 인식주체인 나와 객체인 사물이 주객합일의 경지에서

근원적인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다.55)

프랑수와 챙(François Chen, 1929- )은 수묵화에 있어서 획의 조형적

측면을 서양에서 말하는 선, 즉 ‘윤곽선’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

54) ,『苦瓜和尙畵語錄』 , 「一劃章 第一」 , “太古無法, 太朴不散, 太朴一散, 而法

立矣. 法於何立? 立於一劃. 一劃者, 衆有之本, 萬象之根, 見用於神, 藏用於人, 而世人

不知. 所以一劃之法, 乃自我立, 立一劃之法者, 蓋以無法生有法, 以有法貫衆法也.” (백

윤수, 2009년 2학기 서울대학교 동양화과 「조형론」 강의노트, 2009, pp1-4.) 

55) 차동하, 「수묵에 의한 추상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0,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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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획은 부조감이 없는 선이거나 형태의 단순한 윤곽선이 아니며 사물의 ‘내

적선’을 포착하여, 활성화 시키는 기(氣)를 표현해 내는 것을 목표로 한

다.56)

동양 예술에서의 획은 단순히 대상을 피상적으로 유사하게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기와 본질이 하나 되어 나타나는 진실된 표

현이며 작가의 마음과 합일되어 드러나는 총체적인 작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본인의 작품에서도 ‘획’은 중요한 조형 요소가 된다.

본인의 작업에서 나타나는 획의 형태는 본인의 감정을 붓에 실어 ‘표

현’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여기서 ‘표현’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단순히 대

상을 옮겨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서를 담아 그 감정을 신체

에 실어 표현해주는 중요한 수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한 감정이 실

려 있는 획은 좀 더 크고 역동적인 형상으로 드러나며 잔잔한 획은 상대

적으로 안정되거나 고요한 정서 상태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획의 형태로 입혀진 색들은 그 획들 자체가 화면 내에서 조형요

소의 일부로 이용되고 있으며 크고 작은 획들이 모여 화면에서의 행위성

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획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본인의 감성

적인 면이나 내적감정의 발산, 순간의 기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

본인이 획을 통해 ‘표현’에 중점을 두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자동기술

(automatism)법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초현실주의의 화가들

이 주로 이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외계의 모델을 쓰

지 않고 순수하며 자발적인 상을 형상화하는 ‘무의식’의 정신 상태를 표

현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자동 기술은 그 표현방식의 하나로 미리 어

떤 의도를 품지 않고 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연상되는 색이나 형태 등을

56) , 『동양미술비교론-비씨에와 동양예술』, 눈빛, 1988, pp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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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 가는대로 그리는 것이다.57) 이것은 우연성이 강조되면서 일정한 법칙

이나 정형화된 방법을 따르지 않으며 대상을 정해 한정된 범위에서 획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연상되는 형태로 붓 가는 대로 그리는 방법

적인 면에서 본인의 작업과 유사성이 있다. 의도를 품지 않고 진행을 한

다는 것은 표현에 대한 한계, 즉 획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한계선을 드

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체득된 대상에 대한 본질을 작가의

표현의지를 통해 드러내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세워진 계획에

의해 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즉 본인의 감정

과 정서에 따라 색을 선택하고 그 것을 ‘획’이라는 형식과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 획은 본인이 선택한 색을 통해 드러난

다. 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연상되는 색을 획을 통해 그 조형성을 찾으

려고 한 것이다. 또한 이런 방식은 채색 자체와 붓놀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직관에 의해 본인의 심상과 가장 유사하다고 여겨지는 순

간이 화면에 남게 됨으로써 화면에 우연성의 흔적을 남김과 동시에 직감

적인 작업이라는 성격이 조합된 획이 화면에 주를 이루면서 이미지를 드

러낸다. 또한 이것은 작가의 자율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대상의 형상

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본인의 이러한 작품 형성 과정을 주정주의적 예술 관점으로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주정주의적 관점은 ‘예술작품이 정서의 표현과 전달

의 수단이 될 수 있다.’58)는 것이다. 콜링우드는 ‘정서의 표현은 정서를

묘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고’59) 듀카스는 ‘초점은 “표현”이라는 중

요한 용어의 의미에 있다’60)고 하였다. 예술작품이 단순히 정서의 표현과

전달의 수단이 된다는 관점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본인이 이 부분을 언

급한 이유는 작품을 통해 본인의 정서나 심리를 전달함은 물론, 작품 분

석을 위한 연구의 과정에서 본인의 감성과 의도를 밝히기 위함이다.

57) , 『초현실주의』, 서울:동아, 1992, p217.

58) 이윤경, 「일상적 풍경을 통한 심리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1, p.16 인용

59) 제롬 스톨니쯔, 『미학과 비평철학』, 오병남역, 이론과 실천, 1991, p.193

60) 위의 책(주20), 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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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첩된 획과 표현 기법

획의 중첩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감정표현의 수단으

로서 대상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자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물론이고 본인의 주관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

는 방법으로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근거 없이

주관적인 감정만을 내세워 대상을 그려나가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공간이라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 주관적인 감흥을 드러내면서도 특

정 본질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표현

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에 인식되어지는 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은 그 것이 본인만의 독자적인 작

업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본인

작업의 전통적인 근거로서 앞으로 그 동안 배운 전통을 바탕으로 본인만

의 개성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 전

통적 선례를 살펴보면 중국 남송시대 미불, 미우인의 미가 산수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 겸재 정선과 근대 소정 변관식

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겸재 정선은 조선 중기 관념 산수화가 성행하던 시기에 당시로서는 매

우 혁신적인 실경 산수화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겸재의 수많은 작품

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명대 절파나 원체화 영향의 작품들이 있으나 이

후 대부분의 작품들은 남종화계통 화풍이나 또는 그것들을 토대로 하는

진경산수 화풍을 나타내고 있다.61) 또한 겸재는 겸재 이전의 실경 산수

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실재하는 산천을 묘사하였다는 것뿐 아니라, 그것

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한국적 화풍을 형성했다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62)

겸재가 그렸다는 실경산수는 경험한 산수를 바로 보면서 그린다는 것

인데 이는 산수를 마음속에 담아 와서 그린다는 관념 산수와는 대립되는

61) ,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p.255

62) 안휘준, 앞의 책, pp.2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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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그런데, 겸재를 비롯한 조선 중기 이후의 실경 산수들을 보면

상상의 산수가 아닌 실재하는 풍경을 그렸으되, 그 구도와 모습은 조감

도에 가깝고 이들 작품들은 일정한 시점이 아니고 다시점이 혼합된 것으

로서 실제의 풍경을 소재로 한 상상이 곁들여진 실경 산수화라고 할 수

있겠다.63)

소정 변관식은 한국 근대 회화사에서 독자적인 화풍으로 실경 산수화

를 이룩한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겸재 이후 금강산을 가장 잘 표현하였

다는 소정은 금강산의 실경을 적묵법(積墨法)과 파선법(破線法)64)이라는

독자적인 화법으로 작업하였다.65) 소정의 이러한 기법들은 작품에 따라

피마점(披麻點)과 미점(米點)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법과 여러 다른

요인들로 인하여 소정의 작품들이 조형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표현주의적

(表現主義的) 특징을 나타낸다고 평가받는다.66) 이처럼 한국화의 선을

파괴하는 뚜렷한 자아의식을 표출하는 소정의 실경 산수는 실제의 풍경

을 그대로 재현한 작품들이면서도 작가의 주관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고 할 수 있다.67)

겸재와 소정은 시대도 다르고 화법도 다르지만 각각의 시대에서 실경

산수의 선구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으로 자신

의 기법을 발휘하여 산수화를 현대적으로 이어 나갔다. 이는 작가의 개

성과 주관성이 전통을 전제로 새롭게 발전되어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인은 이 두 작가의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학생 시절 학습한 전통을 지키

되 본인의 주관으로 산수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63) , 「사찰의 조형성을 통한 표현 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p24인용.

64) 小亭은 붓에 먹을 엷게 찍어 그림의 윤곽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먹을 칠해나가는 

적묵법과 그 위에 진한 먹을 튀기듯 찍어 선을 파괴하여 리듬을 주는 파선법 등 생

명감 넘치는 표현법을 통해 자신만의 화풍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홍선표, 『卞寬植』, 

삼성문화재단, 1998

65) 심하용, 앞의 글 (주44), pp24-25인용.

66) 오광수, 『소정 변관식』, 예경산업사, 1989, pp.16-17

67) 심하용, 「사찰의 조형성을 통한 표현 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3, pp2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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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민을 획이라는 것을 매개로 연구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겸재와

소정은 많은 작품에서 미점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 미점법의 전통은 중

국 남송시대 미불(米芾), 미우인(米友仁)의 미가산수에서부터 시작된다.

강남의 안개와 비에 젖은 경치를 표현하기 위해 젖은 먹을 사용하며 일

일이 붓으로 그 형태를 그려나갔는데 윤곽선은 다소 흐릿하면서도 형태

들이 점군(點群)으로 점묘법적(點猫法的)인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68)

이 기법은 화려한 기교나 과장보다는, 공을 들여서 점차 쌓아 올라갈 수

있고 그를 통해 발묵69)의 깊이감을 표현해 낼 수 있다.〔참고도판10〕

68) , 『중국회화사』, 열화당, 1978, pp.119-120인용.

69) 발묵 發墨 : 먹물이 번지어 퍼지게 하는 산수화법(山水畵法)

    이는 작가의 심정과 감동을 화면에 쏟아붓는 듯한 자유분방한 표현으로 전통 화법

인 골법용필(骨法用筆)을 완전히 무시한 조방(組放)한 화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발묵

법은 중당(中唐)의 왕묵(王墨:王 )이 유명한데 특히 산수(山水)와 송석잡수(松石雜樹)

를 잘 그렸다고 전해진다. 발묵에는 4가지 특징이 있는데, ① 순전히 습묵(濕墨)으로 

그림을 그려서 필흔(筆痕)을 볼 수 없는 것, ② 붓을 사용하지 않고 손·발 또는 머리

털로 그리는 것, ③붓을 대기 전에 마음 속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모든 것을 붓이 가

는 대로 맡겨버려 임시로 변화를 가져오는 거, ④ 많이 취한 뒤에 흥에 겨워서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화법은 정법(正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쉽게 배울 수 없는 순간

적인 경지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묵법이다. (심하용, 위의책,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

구논문, 2003, p25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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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0〕미우인<소상기관도권>부분. 19.8x289.5cm. 종이에 수묵,

남송, 북경 고궁박물관.

〔참고도판11〕미불 <춘산서송도>부분, 35x44.1cm, 북송 종이에 채색, 대북 고

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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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붓으로 점을 찍으면서 담한 기운을 표현한 미가산수의 미점 기

법은 미불의 화론에서 그 사상적인 의미를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는 ‘천

진(天眞)’을 강조한 것으로, 이 ‘천진’은 자연스럽고 천진난만하다는 뜻으

로 인위적으로 다듬고 꾸미는 것과 반대의 의미로 해석된다.70) 꾸밈과

과장이 없는 미불의 자연스러운 화풍은 후세에 문인화적인 심미 취미로

전해지며 점묘 기법 즉, 획의 중첩을 가장 중점적인 표현 기법을 삼게

된 작업 동기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우연의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발묵과 적묵 기법은 획의 중첩으로 인해 색이 쌓여 나갈 때의 기법

과 같으며 감정을 담아내 표현한 획들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라는 수행의 과정을 거쳐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내공이 많을수록

함축성과 상징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화려하진 않아

도 깊이감이 느껴지는 작업으로 연결된다. 쌓여진 색들이 중첩 되거나

터치의 형태가 중첩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색되는 혼색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작업에 깊이감을 더한다. 〔참고도판12〕

〔참고도판12〕마음 풍경. 162 x 130 cm. 종이위에 혼합재료. 2012 작업

의 부분도.

또한 이러한 효과는 본인의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의 질료적 특성과도

70) , 『중국회화이론사』, 미진사, 1999, pp.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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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려 그 효과를 더한다. 본인은 장지 기법을 활용하여 중첩된 획의 효

과가 잘 드러나도록 연구하였다. 장지기법의 특성은 일반 안료 보다 입

자가 큰 분채나 석채, 수정말 등을 혼색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겹쳐 칠함

으로 그 입자가 층을 이루어 투명하면서도 깊이감 있는 채색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장지가 가진 특수한 성질에서 기인한다. 조선닥을

원료로 하는 장지는 닥섬유의 강인하고 질긴 성질로 인해 어떠한 가공이

나 처리방법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재료이다. 특히 장지에 도침을 할 경

우 종이의 밀도가 더욱 높아져 안료가 덜 번지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질을 아교를 활용하여 채색을 했을 때 색이 층을 이루며 쌓이

는 효과를 볼 수 있다.71) 이러한 장지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주로 알갱

이가 굵은 석채나 수간채를 사용한다. 그리고 쓰여진 안료의 성질을 파

악하여 그 성질에 따라 각각 다른 종류의 종이를 사용하고 콩땜 기법72)

을 활용하여 화면의 투명도를 높이면서 쓰여진 다양한 색들의 동시 발색

을 돕는다. 〔참고도판13〕

콩기름을 바르고 나면 순지의 투명도가 높아져 자연스럽게 밑 색이 발

색이 되며 나중에 칠했던 채색 물질에는 은근한 광택을 지닌 피막을 형

성해주어 화면을 보호함과 동시에 독특한 발색 효과를 볼 수 있다. 본인

은 점묘법을 응용한 기법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효과를 찾게 되었

고 이것은 본인의 작업에 있어 주관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재현으로서의 풍경 묘사가 아니라 실경과 상

상이 가미된, 즉 독창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의미에서의 표현법 연구는

전통을 되새기면서도 현대성을 자각하게 하는 연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71) , 『우리그림의 색과 칠』, 학고재, 2001, pp.220-270.

72) “콩땜 기법은 화면에 상당히 튼튼하고 은근한 광택을 지닌 피막을 형성해준다. 콩즙

을 바르면 맑고 투명한 화면이 연출될 뿐만 아니라 피막이 형성되어 화면을 보호하

고 독특한 표현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정종미, 『우리그림의 색과 칠』, 학고재, 

2001, pp.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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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3〕어떤 곳, 60x40 cm, 캔버스위에 혼합재료, 2011

선명도를 통해 콩땜 기법을 활용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3. 색과 구성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 색이라는 조형요소는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 감정은 객관적인 색이 아닌 주관적

인 색으로 드러나며 그 색이 붓의 터치 기법이나 종이의 중첩과 함께 본

인의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을 한 층 더 강조시킨다. 화가들의 사고와 작

품에서 색채가 차지하는 역할은 개개인의 감각, 그리고 감정에 대한 관

심, 그로 인한 정신적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 현대미술에서 색채의 혁신적인 면과 중요성에 대해 피에르 프랑카스

텔은 “시멘트가 현대 건축에서 기본 재료이듯 색채는 현대회화의 출발점

이다.”73)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인은 색의 미학적 역할에 대해서 분석하

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작업에 있어 색채의 사용과 그 역할이 어떤 의

73) 발라스, 「현대 미술과 색채」, 한택수 옮김, (서울: 대림이미지 총서04, 

2002)p.10의 주- 피에르 프랑카스텔, <현대 회화에서의 색>, 『색의 문제』, 비교심

리학연구론회, (파리 S.V.E.P.E.N., 1957)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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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회화에 있어 색채의 사용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험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 눈이 지각하는 외적 현실을 모방

하고 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적 현실을

표현하고 상징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좀 더 자의적으로 색채를 이용하여

어떤 대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본인이 작업에 사용하는 색채는 후자 쪽

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작업에 사용된 색이 자연을 모방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체험한 대상에 대한 감흥이 담겨있는 색이거나 대상의 정서를 드

러내는 색으로서 실제 자연 공간에서 받았던 주관적인 감동이나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의적으로 선택된 주관적인 색74)

을 사용하는 것이다.

1) 자의적인 색 표현

주관의 색은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는 색이 아닌, 즉 눈으로 보이는 색

이 아닌 본인의 마음으로 보는 색이다. 본인의 기분, 정서, 감정을 담아

표현해낸 색이다. 괴테는 색채에 관한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는데 시선의

도움을 받아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체험으로 그 대상이 드러난다고 하였

다.75) 이는 감각이나 감정을 통해 색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으로써 정확

하게 현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큰 의미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본

인의 작업을 보면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대상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

다.〔참고도판14〕

이것은 현실에서 우리 눈이 인식하는 객관적인 색들보다는 감정을 통

해 표현되는 주관적인 색이며, 객관적인 색과 주관적인 색을 함께 드러

74) 색이란, 각 개인의 독특한 시각이며 화가가 어떤 대상에 대해 경험하고 

느낀 것을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의 정서나 감정 기호과 연관되어 표현

되는 색이다. 

75) 길라 발라스, 「현대 미술과 색채」, 한택수 옮김, (서울: 대림이미지 총서04, 

2002)p.290의 주- 괴테에 의하면, 감각기관을 통해 얻은 정보는 그것이 정확하게 현

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현실보다 더 진실 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p.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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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대상을 표현한 것이다. 특히 본인의 작업이 구체적인 재현보다는

표현적인 요소들로 그 정서를 드러내므로 사용된 다양한 색들은 각각의

조형요소와 함께 더 강조되게 된다.

〔참고도판14〕<어떤 곳>. 21 x 29.7cm, 종이에 색연필, 2010

색의 선택은 본인의 체험과 상상의 이미지나 정서들이 융합된 시점에

서 자의적으로 발생하며 본인의 정서를 함축하는 개인적인 취향의 색으

로 선택된다. 본인의 작업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색을 사용함에 있어 자연 대상을 기계적으로 모방하기보다는 실

제 대상에 기반 하면서도 그것을 과장하고 변환시키거나 혹은 간결하게

단순화시켜 자의적인 색이 표현되었을 때 그 색이 전달하는 느낌을 극대

화시키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을 보고 느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색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반응이지만 본인은 개인 정서를 바탕

으로 자의적인 색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색 표현을 통해 능동적으로 본인

의 감정과 표현의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리는 대상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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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을 표현한 색들 (각각 색구상의 부분)

할 때 그것이 갖는 보편적인 정서를 생각하면서도 본인 나름대로 개별화

하여 주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으로서 본인 작품의 색

작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색 작업 과정에 있어 정서표현이라는 점을 염두 한다고 하더라

도 시작 단계에서부터 대상 고유의 색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대

상의 상징적인 색은 그에 관한 정서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예

를 들면, 나무나 풀은 녹색조로서 자연의 안락함으로, 하늘이나 물은 파

란색조로 무한한 공간성으로 연결이 된다. 따라서 정서 표현의 색이면서

도 대상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징적인 색을 선택하여 그것이

적절하게 표현되도록 한다. 그리고 이것은 그려지는 대상에 대한 정서로

서, 고유색을 바탕으로 본인의 감정이나 대상에 대한 특별한 의미 혹은

그 정서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다.

본 작업을 들어가기에 앞서 다양한 색을 드러내기 위해 미리 구상을

하는데 그 드로잉들을 보면 본인이 본 작업에 여러 색들을 담아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하늘이라는 공간이 다양한 색

들로 표현됨을 볼 수 있다. 〔표4〕

〔표4〕 본인의 작업에서 하늘을 표현한 색들

본인의 작업에 나타난 자연 이미지가 여러 가지 색, 그리고 중첩된 색

의 혼합으로 인한 자의적인 색으로 표현되는 것은 본인의 정서가 색을

통해 다각적으로 표현됨을 의미한다. 특정 대상의 주관화, 즉 자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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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는 그 대상에 대한 즉흥적인 시각의 결과이며 이는 그 공간 안에 있

었을 때 본인의 명상이나 사유를 통해 얻어진 감정을 매개로 선택되고

표현된 색으로 새롭게 드러난다.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인 색으로 대상을

다시 구성했을 때 그 화면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객관적인 색, 즉 상징적인 색을 일부 채색함으로서 그려지는 대상의 본

질을 지키면서도, 주관적인 색을 통해 새로운 공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쓰인 색을 통해 자연 공간이라는 심상을 간

직하면서도 본인의 정서가 함축된 새로운 공간으로 드러난다.

본인은 여러 조형 요소 중에서도 색이라는 요소가 본인의 작업을 효과

적으로 드러내고 그 의도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

리고 기능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색이라는 표현을 볼 때 본인

의 감정을 드러내고 대상에 대한 정서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조형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색에 대한 중요성은 미술사내에서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화가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마티스(Henri Matisse)는 색형의 조화를 통해 감각의 종합물을 한정

된 화폭 속에 집약시켜 놓는다. 그는 형태가 일방적으로 연상시키는 것

을 배제시키며 형태와 색채간의 완전한 균형을 얻고자 끊임없이 실험했

다. 마티스는 색을 관찰, 감각, 체험을 통해 선택했고 감각을 잘 표현하

는 색을 쓸 뿐이라고 했다.”76) 이러한 내용에 근거할 때 본인의 작업에

있어서 색의 선택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의적인 색 표현들이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작

업 과정에서 붓의 획 방향, 종이의 활용, 채색 재료를 적절히 활용한다.

본 작업에 있어 아교포수 된 장지 위에 구상 드로잉에서 계획했던 밑 색

을 여러 번 엷게 채색한 후 자의적인 색 표현을 위해 얇은 순지를 찢어

붙인다. 순지를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 찢어 붙이는 것은 채색을 위함이

기도 하지만 완성이 되었을 때 붓의 터치 형태와 어우러져 종이가 붙여

진 형상이 화면에 재질감을 형성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순지가 붙여진 부분 위에 자의적인 색을 채색하고 다시 순지를 찢어 붙

76) 다발, 『추상미술의 역사』, 홍승혜 옮김, 서울:미진사, 1988,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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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종이에 의한 새로운 채색층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4-5번 반복하여 표현한다. 〔참고도판15〕

〔참고도판15〕마음산수 중 부분, 130 x 160 (cm), 장지위의 혼합 재료.

화면 위에 순지를 붙이고 채색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 자의적인 색 표

현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2) 구상과 비구상의 중간점

본인 작업의 특징 중 하나는 구상과 비구상의 교류로서 그려지는 대상

이 뚜렷이 드러나는 작품도 있고 표현된 기법에 의해 심상만을 전하면서

구체적인 형상은 드러나지 않는 작품도 있다. 대체적으로는 비구상의 특

징을 보이면서 획이 중첩되어 색에서 드러나는 심상을 통해 표현한 대상

이 무엇인지 유추된다. 이는 화면이 경직되는 것을 피하는 본인의 성향

이기도 하면서 배경과 표현하려는 대상의 뚜렷한 구분을 지양하려는 경

향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면에 대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해체와 재조합은 붓의 터치로 끊임없이 일어나며 이는 화면에서 손을 떼

는 순간까지도 계속된다. 다시 말해, 그려진 대상이 너무 구체화되면 붓

의 터치를 살려 다시 해체시키고 반면에 대상과 구분이 너무 모호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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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요소를 첨가시켜 화면에 긴장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작업

의 추상성을 유지하면서도 표현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자율적

성격의 붓의 획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이것은 본인의 정서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자율성에 기인한 즉흥적인 획을 반복해서 표현함으

로써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77) 이러한 작업 과정을 회화의 역사에서 초

기의 추상이 본질(essence) 혹은 직관(intuition)에 관한 것 이였다는 것

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78) 그리고 오늘 날에는 추상에 관한 것

이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기

는 힘들어졌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자유분방한 개인적 표현의 수단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추상이라는 형식을 본인의 작업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루돌프 아른하임에 따르면 지각이 ‘사과’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길

은, 사과에 대해 둥글음, 무거움, 새큼한 맛, 초록 빛 같은 일반적 감각

특질의 특수패턴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79) 이에 비

유해볼 때, 본인의 작업이 드로잉 과정에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선들을 과감히 생략하고, 대상이 지닌 특질들을 색으로서 드러내는 것이

다. 이러한 색들과 생략된 이미지의 선들이 각각의 특성들을 강조하고

전체의 부분이 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

는 “전체를 위해 택해진 부분 pars pro toto (part taken for the shole)

"80) 을 근거하여 기본 단위가 강조된 드로잉에서부터 본 작업이 시작되

77) 윌리엄 드쿠닝(Willem De Kooning)의 1950년대 여인 연작 작업은 표현

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구상과 비구상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본인이 감정을 

바탕으로 붓의 터치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며 그로 인해 나타나는 터치의 두드러짐과 

색의 중첩이 본인 작업역시 구상과 비구상 교류의 근거라고 생각한다. “드쿠닝의 여

인 연작에서는 화면의 크기를 막론하고 물감과 붓자욱이 본질적으로 드로잉을 목적

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작방법의 대소의 구별이 없어지고 모든 작품이 표현의 직접성

을 존중하고 있으며 자발적이다.”(김복영, 『현대미술연구』, 정음출판사, 1985, p.54 

인용)

78) 할 포스터, 『실재의 귀환』, 이영욱, 조주연, 최연희 역, 경성대학교출판부, 2003, 

p.90인용.

79)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미진사, 1995, p.51

80) Beate Allert, "lessing's Poetics as an Approach to Aesthetics," A Companion 

to the Works of Gotthold Ephraim Lessing, eds. Babara Fischer, Thoma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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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고 마무리 역시 기본단위를 수단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다듬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모호하게

하는 동시에 심상표현의 느낌을 강조시켜준다. 이것은 또한 추상화된 이

미지를 통해 이미지의 감상과 수용 단계에서 관객이 이미지를 유추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순간81)을 만들고 이는 본인이 공간 체험

을 통해 얻은 상상의 경험을 그대로 전달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작업은 대상의 이미지나 모티브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완전한 추상화는 아니다. 이는 대상을 드러내는 선이나 색깔들

이 대상에 대한 주요한 특질이나 일반적인 정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작업의 결과물은 형식에 있어서 추상의 형식이지만 드러난

이미지에 있어서는 완전한 추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은 이를

구상과 비구상 사이 중간점의 어떤 형식이라 정리하고 연구하였다. <마

음 풍경>〔참고도판16〕는 그림에 드러난 산의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나타내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이는 물이

나 초원 같은 자연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도 그밖에 다른 공간이 될 가

능성도 지니고 있다. 이는 대상을 본인의 자율적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서 자유롭게 표현함과 동시에 보는 사람 역시 자유롭게 상상하며 유추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본인이 생각하는 비

구상으로서의 흥미로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앞서 언급 했듯이 본인의 작업은 자연공간의 경험에서 이루어지

는 것인데 그 본질은 체험된 정서를 획과 색이라는 조형요소를 이용하고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비구상적인 형태로 나타나

는 것은 자연공간에서 받은 자극이나 경험들을 표현함에 있어 그 대상을

재현하거나 묘사하고 설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

서나 주관을 드러냄으로서 나와 그 대상의 세계를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이는 비구상적 형태의 이미지들을 통해 직접 대상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

Fox, Camden House, Boydell & Brewer, 2005, p.116. , 「시각예술에서의 

시공간 인식: 현재성, 순간성, 통로의 경험, 그리고 실시간성」, 『SPACE』 532, 

2012, p.102에서 재인용

81) Jean Paul Sartre, 앞의 책 (주41),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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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표현한 세계 자체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부각

시키고 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82) 이는 대상에서 얻는 영감을 바탕으로

화면의 이미지를 표현해내며 실재를 내면적으로 느끼고 깨달으며 내면에

서 형상화 되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

본인은 자연 속의 특정한 대상이나 한정된 공간 범위 안에서 영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 전체로부터의 영감을 얻는다. 즉 자연 공간의 다

양한 모습과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서 영감을 얻으며 본인의

의식 안에 형성된 다양한 모습들을 종합하여 작품 속에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들이 비구상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설명적이고 재현

적인 형태보다 더 많은 내용을 함축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표현 방법이라

고 생각한다.83) 그리고 이러한 구성은 형식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두

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앞서 언급한 단순 구성을 통해 감상

자의 상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이미지에 구체적인 설명과 사실적

인 묘사가 드러날수록 이미지가 전하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보다는 그

내용에 더 주목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 구성을 통해 이미지 전체의

분위기가 전하는 느낌을 살리고 감상자에게 상상의 여지를 제공하면서도

본인의 주관성을 표현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추상회화가 재

현적인 예술보다 더 포괄적이고 자유롭고 더 많은 내용을 함축할 수 있

다는 성격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의도된 과정은〔참고도판16〕 에서 살

펴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러한 구상과 비구상의 중간으로 드러나는 형

태는 예술 표현론에 근거하여 자율적인 표현으로서의 재현, 즉 모방이

아닌 표현형식의 하나로서 대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84) 예술 표현론에

는 화가의 개성을 중시하는 것과 예술작품이 자연대상과는 다른 별개의

존재라는 생각이 뒷받침되어 있다.85) 즉 회화적 재현은 결코 실재대상의

82) K. , 『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 오병남 옮김, 서광사, 1988, p.189인용

83) K.해리스, 앞의 책, p.165 인용

84) 함양아, 「한국 현대회화의 재현적 표현에 관한 연구: 자연주의, 극사실주의, 비판적 

사실주의 회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3, p.8 인용  

85) Sparshott, The Structure of Aesthetics,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63,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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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양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눈을 통한, 그리고 회

화적 매체의 특성을 이용한 표현이라는 것이다.86) 어떤 대상에 대한 인

식은 단순히 사진기나 거울과 같이 사람의 망막에 비춰짐으로써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인식의 과정과 결과에는 관찰하는 사람의 경험, 정서

그리고 심리상태가 반영이 되는 것이다. 곰브리치(E.H Gombrich)에 의

하면 재현하는 방식이 시대나 민족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회화가 시각

적 세계의 충실한 묘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시각적

인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표현 방식에 익숙

한 마음상태, 즉 도식을 전제로 각자의 수정을 가한다는 것이며 화가는

그가 보는 것을 그린다고 하기보다는 그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대상에서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87) 또한 곰브리치는 문자 그대로의 재현은

보이는 것 그대로를 옮겨 그리는 복사 또는 묘사가 아니라 매체가 가지

는 한계와 문맥 내에서 화가의 시각적 체험에 유사한 등가치를 화면 위

에 창조해 내는 작업이라 말한다.88) 이에 따르면 본인은 스스로 상상하

여 수용된 어떤 방식에 근거하여 대상을 이해하고 이것을 사실 그대로의

재현이 아니라 구상과 비구상의 중간점의 형식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

다. 즉 본인 나름대로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특정 형식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이는 개성적인 지각방식에 의해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형태

의 왜곡이 따르게 되고 대상의 재현에 있어서 개성적인 양식의 표현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86) , 「재현의 표현적 의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72, p.5

87) 함양아, 「한국 현대회화의 재현적 표현에 관한 연구: 자연주의, 극사실주의, 비판적 

사실주의 회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3, p.9 인용

88) E.H Gombrich, 위의 책 (주59), p.345, 최민의 앞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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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도판16〕 마음 풍경. 162x130 cm, 장지 위에 혼합재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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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본인의 작업에서 표현된 자연 경관(景觀)은 눈에 보이는 경치나 어떤

장면의 모습이다. 작업의 이미지에는 그 풍경을 바라보는 본인의 정서와

감정이 반영되어 있다. 이 논문은 자연 공간에서의 경험이 대상에 대한

특별한 정서를 형성시켰고 그 특별한 정서를 표현한 작업들을 대상으로

조형원리에 근거하여 그 과정을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비중

을 두었다.

소재가 되는 자연공간은 단순이 존재하는 자연공간이 아니라 본인에게

특별한 정서를 환기시켜준 대상으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만의 정

서를 표출하기 위한 작업의 소재로 삼기 충분했다. 그리고 그 표현된 방

식은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기 보다는 개인화되어 표현된 이미지가 또

다른 새로운 정서를 환기시키면서 정서 전달의 과정이 더욱 구체화되고

개별화된다. 이것은 개인화된 심상의 이미지가 본인의 경험과 대상에 대

한 정서를 통해 몇 가지 조형요소인 선이나 색이라는 것을 매개로 재구

성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본인은 이번 논문을 통해 그동안 작업해왔던 것의 중요한 요점들을 정

리하고 앞으로 발전시켜야할 요소들을 인지하였다. 그것은 감정 표현 수

단으로서의 획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다. 전통그림

에 있어서의 획이나 선의 의미와 본인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선이 어떻게

연결되거나 차별되어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상에 대

한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 요소로서의 색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작업에 있어서는 색이

라는 조형요소를 본인의 감각에 의거하여 작업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전

문적인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의도하고자 하는 바

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법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형적인 요소 이외에도 본인의 작업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작업관, 그리고 작업에 담긴 자연관과 작업에서 드러나는 내면적인

감정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시각화시킬 수 있는지 기본 화론이나 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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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미학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하고자 한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작업 소재를 선택하

게 된 동기, 그리고 그것을 조형 요소로 표현하는 과정과 사용된 기법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본인의 작품세계를 정리함

으로써 향후 작업의 방향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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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how one’s

subjectivity and psychology intervene in the perception

and cognition of the image of a certain subject and to

analyze the process of embodying the perceived image

into visual forms through a few techniques.

We identify certain subjects or spaces in reaction by

perceiving and experiencing them. However, it is

impossible for humans to accept all elements entirely due

to the limitation and incompleteness of cognitive abilities.

This is because each person has different standards when

cognizing subjects and undergoes the process of

subjectivization through various factors, such as

time·spatial circumstances and emotional conditions.

The process of cognizing and experiencing a certain

subject for subjectivization means giving it a special

meaning. Expanding the meaning of the subject in the

performer's imagination is creating a certain image that

exists in the cognition although it is not a reality.

I particularly selected a certain space that made a

special impression on me among the spaces I have

experienced personally and applied my imagination to

visualize and express its image. The natural space that

becomes the subject matter for this project was a space

that exists in reality, but the image in the screen is

reconstructed with subjective psychology and emotion.

Also, the images are expanded by a few figurative

elements and gain certain characters along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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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s of arbitrary colors and strokes. In other words,

a certain space that forms a special emotion is defined as

the psychological space to visualize it.

The subject matter undergoes subjectivization through

the process of representing rather than presenting from

the process of drawing for figurative composition. The

space expressed in this process is selected and visualized

based on subjective psychology and interpretation.

Abstraction based on imagination also occurs in this

process.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and abstraction

through imagination is essential in order to visualize a

space that does not exist in reality. Also, this process

has the possibility to appreciate and identity subjects more

liberally in the process of inferring the outcomes. In

other words, it acquires the freedom and diversity of

expression, while allowing the freedom and diversity of

appreciation. The characteristics of expression include

using the 'strokes' of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s as a

tool for emotional expression. Also, the horizontal dot

method is applied to add color to the strokes for more

prominent emotional expression. Here, the ‘stokes’ refer

to the lines in western painting. I applied the concept of

'strokes' from the oriental painting and various shapes of

strokes to express the emotions implicatively and

effectively. The strokes are not used according to a plan,

but liberally according to my emotions to show my world

of introversion and subconsciousness and spontaneity.

The use of strokes creates other effects in combination

with the colors used. The overlap of strokes I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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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the ink sprinkle method from the landscape

paintings of dots to express the overlap of strokes and

the mixture of colors. It is combined with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s I use in my work to show the effects of

paper or pigments and to emphasize the expression of

arbitrary colors.

This process of figurative expression shows subjectivity,

which understands art as the expression of the artist's

inner being, based on my own painting techniques for the

expression of my emotions toward the subjects with

personalized colors and compositions rather than simple

presentation of shapes. This is the method of

subjectivization of emotions through deformation of

symbolic colors or shapes and suitable for effectively

visualizing my one emotions for the subjects. This study

examined giving a certain meaning to a natural space I

experienced to make it a psychological space through my

emotions and imagination and visualizing it for

expressions. By doing so, it examined the meaning of

space expressed by my work and the meaning of its

expressional aspect. It was verified through this process

that my experience and emotions appear as figurative

images. Also, this study organized the work based on

various concepts to answer some of the questions and

uncertainties about my work.

Keywords: Natural Landscapes, Healing Space, Landscape

of Mind, Selective Composition, Image Expression,

Imagination, Conceptual Space, Arbitrary Colors, Stro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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